【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Method for
Providing Conversation with Pet using Augmented Reality by Pet's Emotional
Sate}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
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
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사용
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대화 문자열이 인식된 경우
상기 대화 문자열에 대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
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
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처리하는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종래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있는 애완동물을 원격으로 관찰하

123-1

는 장치가 제안된 바 있다(실용신안등록공고 제20-0208356호(2000년12월15일)).




한편 종래의 애완동물 관찰 장치는 단순히 애완동물을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
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애완동물을 촬영한 영상 이외에 애완동물의 현재 상태와
관련된 각종 실시간 정보를 자동 자동 파악하거나 애완동물과 실시간 상호 작용하
기에는 기술적으로 난해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를 판별하기 위해 인식하도록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지정된 인식 대
상 별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P(P≥2)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
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
보를 저장한 후,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
동물을 촬영하여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고,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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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
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
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고,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할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감정을 판별하기 위한 지정된 인식 대상의 인식 정
보를 인식하고, 지정된 인식 대상 별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인
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를 확
인하고 상기 확인된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을 판별하고, 상기 인식 대상의 인식 정보와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패턴 정보와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하고,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함으로써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
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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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애완동
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과 대화 제공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은, 사운드 입력부와 사운드 출력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애완동물
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F≥2)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E개의 애완동
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P(P≥2)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는 제1 단계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
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
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
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
는 제2 단계와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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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
거나 유지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획득된 사
용자의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
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는 제4 단계와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분석하여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제5 단계와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
역에 대한 f(1≤f≤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
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i≥1)개의 애완동
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제6 단계와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
하는 제7 단계와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
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
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
치화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제8 단계와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N)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제9 단계와 상기 가상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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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정보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
하는 제10 단계와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
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
하도록 증강하는 제11 단계 및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무선단말
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제12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
관된 각각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
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
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와 각도 관계의 조합 관계 중 하나 이상
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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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
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
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는, 애완동물의 상태를 질의하는 대화 카테고
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대화 카테고리에 대응
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반응을 유발하는 대화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의 대화 의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으로서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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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말풍
선 형태로 표시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
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
디오 데이터를 각기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수신된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123-8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
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
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
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음성 인식을 시도하여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
용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카메라장치로 전송하여 상기 카메라장
치의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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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음
성을 인식한 문자열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입력된 문자열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C≥2)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
기 제6 단계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j≥1)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123-10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
칭된 c(1≤c≤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동물 소
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8 단계는,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
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
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9 단계는,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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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
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
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
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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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
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
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
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하여 지정된 저
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
도 이상 매칭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1≤n3≤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8 단계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
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9 단계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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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에 착용하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
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
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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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
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개의 감정
항목 정보와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의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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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대
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의 응답으로서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 응답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상
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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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동일 부위에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
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
완동물 안면 주변의 동일 영역에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별
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
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
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1 단계는,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지정된 가
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는, 애완동물의 머리카락
부위, 애완동물의 이마 부위, 애완동물의 관자놀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눈썹 부
위, 애완동물의 양 안과 양 눈썹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아래쪽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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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의 양 광대 부위, 애완동물의 양 볼 부위, 애완동물의 콧등 부위, 애완동
물의 코 부위, 애완동물의 인중 부위, 애완동물의 입 부위, 애완동물의 입술 부위,
애완동물의 입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입 아래쪽 부위, 애완동물의 턱 부위, 애
완동물의 목 부위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부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
에 중첩 표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과 카메라 촬영 방향 간 3차원 좌표계 상의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1 단계는, 상기 각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의 중첩 표시 방향이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 별 방향에 대응하도록 좌표 변환하여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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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대화 문자열이 인식
된 경우 상기 대화 문자열에 대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
이나 IPTV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
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
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처리함으로써,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는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영상 화면을 보고 상기 송신 데이
터의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애완동물의 소리를 듣는 것 이외에 상기 송신 데이
터를 시청하면서 상기 애완동물과 상호 작용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증강하여 애완



동물과 대화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
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에 저장 관리하는 도시한 도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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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에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
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
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
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수 많은 실시예 중에 바람직한 합집합 형태
의 실시예 예에 해당하며, 하기의 실시예에서 특정 구성(또는 단계)를 생략하는 실
시예, 또는 특정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특정 구성(또는 단계)로 분할하
는 실시예, 또는 둘 이상의 구성(또는 단계)에 구현된 기능을 어느 하나의 구성(또
는 단계)에 통합하는 실시예, 특정 구성(또는 단계)의 동작 순서를 교체하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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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등은, 하기의 실시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하기의 실시예를 기준으로 부분집합 또
는 여집합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출원일을 소급받아 분할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바이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
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
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증강하여 애완
동물과 대화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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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
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
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음성이나 문
자에 대응하는 대화 문자열이 인식된 경우 상기 대화 문자열에 대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
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
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
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
형하여 상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
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되어 피사체를 찰영하고 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카메라장치(195)와,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획득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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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
장영역에 저장하는 기능,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
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
공하는

기능,

상기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는
기능,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에 대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기능,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
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
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가
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
하는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서버(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운영서버(100)는 독립된 서버 형태, 둘 이상의 서버 조합 형태, 기 구비된 서
버를 통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형태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상기 운영서버(100)를 구현하는 실시예나 상기 운영서버(100)의
명칭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되어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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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비한 단말이나 장치의 총칭으로서, 바람직하게 동물병원이나 펫카페 또는 가
정집 등의 애완동물이 기거하는 공간에 구비되어 상기 공간에 존재하는 특정 애완
동물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구비한 단말이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거점 내의 지정된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모듈과, 지정된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 및 상기 카
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제어모듈을 구비한다.





상기 카메라모듈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광신호를 입력받는 하나 이상의 렌
즈부와, 상기 렌즈부를 통해 입력되는 광신호를 검지하여 전기적 영상 신호로 변환
하는 이미지 센서부 및 상기 렌즈부와 이미지 센서부 사이에서 자동초점 기능이나
줌 기능 등을 포함하는 지정된 기능 동작을 구현하는 액츄에이터부(Actuator)를 포
함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모듈은상기 렌즈부와 이미
지 센서부 사이에는 야간에도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적외선 필터를 포함하는 이
상의 필터부를 더 구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카메라모듈은 상기 이미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를 제어모듈로 제공하기 위한 PCB를 구비한다. 한편 실시 방
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모듈은 상기 이미지 센서부를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영상 신호를 가공하는 이미지 신호처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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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Image Signal Processor; ISP)를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통신모듈은 패킷 기반의 통신망에 연결하는 모듈의 총칭으로서, 바람직
하게 UTP 케이블 등의 유선을 이용하여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과 무선랜을 통
해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통신모듈은 무선랜 이외에 이동통신망이나 별도의 지
정된 무선 통신을 통해 통신망에 연결하는 통신모듈을 더(또는 대체) 포함할 수 있
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생성된 영상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
로 엔코딩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비디
오 데이터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생성되어 상기 제어모듈로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비디오 데이터는 상기 영상 신호를 촬영한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
탬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
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한
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이외에 오디오 데이
터를 더 포함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123-2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거점 내의 사운드
신호를 입력받는 사운드 입력부를 더 구비하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
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사운드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오디오 데이
터를 더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
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사운드 입력부는 공기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 형태의 사운드 신호로 변
환하는 마이크로폰 및 이를 제어모듈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된 사운드 신호를 지정
된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실시 방법
에 따라 상기 사운드 입력부가 별도의 모듈 형태로 구현되는 겨우, 상기 오디오 데
이터는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카메라모듈을 통해 생성되어 상기 제어모듈로
전달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오디오 데이터는 상기 사운드 신호를 입력받은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구비하여 상기 사운드 입력부
를 통해 획득된 사운드 신호를 엔코딩한 오디오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상기 제
어모듈은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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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와 오디오 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 포맷에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또는 멀티미디
어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획득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
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지정된 각각의 데이터 포맷에 포함하되,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오디오 데이터에 포함된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시점을 동기화 가
능한 각각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지정된 사운드 신호
를 지정된 신호 강도로 출력하는 사운드 출력부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할 사운드 신
호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저장영역으로부터 추출
하거나 및/또는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사운드 출
력부를 통해 출력할 사운드 신호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생성
/추출/수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사운드 신호를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사운드 출력부는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한 전기적 신호 형태의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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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출력하는 스피커 및 이를 제어모듈과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할 오디오 데이터
를 생성하거나 및/또는 지정된 저장영역으로부터 추출하거나 및/또는 상기 통신모
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사운드 출력부를 통해 상기
오디오 데이터에 대응하는 사운드 신호를 지정된 신호 강도(예컨대, 카메라장
치(195)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사운드 신호가 지정된 거리 내외로 이격된 애완동
물에게 지정된 소리 크기로 전달되도록 설정된 신호 강도)로 출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지정된 센서를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센서모듈을 구비하거나 연계될 수 있으
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하여 획득된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더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하는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
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 중 지정된 부위에 착용하여 애완동물의 지
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근거리 통신(예컨대, 블루투스 등)을 통해 상기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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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 센서모듈과 연계하여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값에 대응하는 센싱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상기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센서모듈은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
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
듈은 상기 레이더 센서모듈을 통해 싱된 센싱 값에 대응하는 센싱 신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하여 센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레이더 센
서모듈은 상기 센싱 신호를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한 센싱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
기 제어모듈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레이더 센서모듈
로부터 상기 센싱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데이터는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값을 포함하며, 바람직하게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상기 센싱 값을 센싱한 시점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상기 센서모듈을 구비하거나 연계시켜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획득 데이터에 상기 센싱 데이터를 추가하여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
버(100)로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싱 데이터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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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이터 포맷에 포함된 형태로 상기 획득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비디
오 데이터와 센싱 데이터에 포함된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시점을 동기
화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 방향을 상/하/좌/우 방향으로 지정된 각도 범위 내로 구동하는 구동모듈을 더
구비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촬영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
독하여 애완동물(또는 애완동물의 안면)에 대응하거나 애완동물이 누워 있는 패드
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상기 객체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구동모듈을 통해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영 방향을
지정된 방향으로 지정된 각도 범위만큼 이격하면서 상기 객체가 인식하는 과정을
전 각도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만약 상기의 인식 과정을 통해 상
기 객체가 인식되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을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지정된 영역 내에 존재하도록 촬영방향을 제어하고, 상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의 움직임이나 이동에 반응하여 상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을
추적하여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지정된 영역 내에 존재하도록 상기 카메라모듈
의 촬영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구동모듈을 통해 상기 카메라모듈의 촬
영 방향을 제어하거나 상기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은 상기 서버를 통해 실행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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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램프를 통해 지정된
형상이나 영상을 천정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프로젝터부를 더 구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프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
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
로부터 상기 프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수신할 수 있
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프로젝터부의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복수의 필름 중 어느 한 필름으로 선택하여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을 선택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상기 프
로젝터부의 필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상
기 제어모듈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프로젝터부
의 필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프로젝터부의 필름을 선택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전자적 형상이나 전
자적 영상을 투영 가능한 경우, 상기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저장
영역에 저장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추출하여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로부터 저장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및/또는 램프를 온/오프 처리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제어정보를 근거로 상기 수신된 전자적 형상이나 전자적
영상을 상기 프로젝터부를 통해 투영할 형상이나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및/또는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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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온/오프 처리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은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사용자가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의 총
칭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각종 무선통신기기
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은 운영서버(100)



에 지정된 정보를 등록하고, 상기 운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
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앱(Application)이 설치 실행된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기 사용자 무
선단말(185)을 주체 또는 객체로 하여 구현되는 기능의 설명은 상기 앱을 통해 구
현되는 기능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5)와 통신하고 지
정된 앱을 설치 실행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과 통신 가능한 서버의 총칭으로
서,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
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기능,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
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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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며,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는
기능,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에 대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기능,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상기 특정 애완동물
에 대한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
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생성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가
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
하는 기능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 외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되어 상기 저장
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 또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
는 동영상 데이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인식하도록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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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지정된 인식 대상 별 감정상
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부(105)를 포
함한다.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F≥2)개의 특
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E≥
2)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
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
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
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
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
부터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등록
받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과 매칭하는
매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등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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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행 또는 열의 타이
틀로 포함하며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응하는
셀(Cell)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
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은 '기쁨



(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樂)', '사랑(愛)', '미움(惡)', '욕심
(欲)' 등의 기본 감정 중에서 무리 생활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중에 느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감정(예컨대,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에 대
응하는 감정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기본 감정 외에 애완동물이 느낄 수
있다고 상정되는 다양한 감정(예컨대, '짜증', '외로움', '답답함', '불쾌', '두려
움' 등)에 대한 감정 항목을 더 포함하거나 및/또는 상기 기본 감정 중 적어도 하
나를 애완동물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감정(예컨대, '욕심' 중 수면욕에 해당하는
'졸림'이나 식욕에 해당하는 '배고픔' 등)에 대응하는 감정 항목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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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와
각도 관계의 조합 관계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특
징점 간 기하학 관계 정보는 지정된 기준 특징점 간 거리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각 특징점 간 각도 수치,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와 각도 수
치의 조합 중 하나 이상의 수치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
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특징
점 간 기하학 관계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와 각도 관계의 조합 관계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할 수 있다. 예
를들어,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보는 지정된 기준 특징점 간 거리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범위, 각 특징점 간 각도 수치 범
위, 각 특징점 간 거리 수치 범위와 각도 수치 범위의 조합 중 하나 이상의 수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
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 표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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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
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
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
동물 표정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
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
인 경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
에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부(155)
를 통해 지정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수신되
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
물의 보호자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과 동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
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
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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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xx 졸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이 인식
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패턴화
함과 동시에 상기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식별하고, 상기 인식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
이터 기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확장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외에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
된 오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하여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를 판별하기 위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
거나, 및/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
싱 대상을 센싱하는 센서모듈이 구비되거나 연계되고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여 획득된 센싱 데이
터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센싱 데이터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
기 위한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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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대신(또는 대체)하여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
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으
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편의 상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기본 감정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하고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부 감정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
하는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와 청구범위의 기재에 따라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및/또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도 기본 감정
상태 판별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C≥2)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
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C개
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
부터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개의 동물 소

123-39

리 패턴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지정된 N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과 매칭하는 매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
부(105)는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를 행 또는 열
의 타이틀로 포함하며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
응하는 셀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는 애완
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 정보
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주파수 대역 특
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
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
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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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
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
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기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
는 각 특징 별 주파수 대역의 허용 범위 및/또는 각 특징 별 소리 강도의 허용 범
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
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정
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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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들어,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동물 소리 인식 정
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인
경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
에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
부(155)를 통해 지정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
부(105)는 상기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수신되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과 동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된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
구나', '우리 xx 졸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동물 소
리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이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패턴화함과 동
시에 상기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을 식별하고, 상기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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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
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
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
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에 착용하
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더(Radar) 센서모듈 중 적
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지정된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호흡 여부 중 적어
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지정된 운영단말로
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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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
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지정된 N개
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행 또는 열의 타이틀로 포함하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각 행열에 대
응하는 셀의 정보로 포함하는 테이블 형태의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
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



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
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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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는 각 특징 별 변화
규칙의 허용 범위, 각 특징 별 센싱 값 변화량의 허용 범위, 각 특징 별 센싱 값
변화율의 허용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
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
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작을수록 작은 수치정보
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을 클수록 큰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센싱 값 인식 정
보와 기 등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이 기 설정된 최소 비율 구간인 경
우 '0'이나 지정된 최소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으며, 상기 매칭 비율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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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최대 비율 구간인 경우 지정된 최대값의 수치정보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지정된 운영단말을 통해 상기 운영D/B
에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가 등록 저장된 후, 하기 정보 인식부(155)
를 통해 지정된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경우, 상기 정보 관리부(105)는 상기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수신되어 지정된 저
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
에 대응하는 객체를 인식함과 동시에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
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보호자가 애완동물에게 발화하는 음성 중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예컨대, '우리 xx 배고프구나', '우리 xx 똥 쌋구나', '우리
xx 졸리구나' 등)을 인식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된 후에 보호자의 애완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이 인식된 경우, 상기 정
보 관리부(105)는 상기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를 패턴화함과 동시에 상기 애완
동물 감정 인지와 관련된 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식별하고, 상기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를 패턴화한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상기
식별된 음성 인식 기반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의 조합을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
로써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속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P(P≥2)개의 대화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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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가상객체 관리부(110)와,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
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매칭부(115)를 포함한다.




상기 가상객체 관리부(110)는 애완동물의 부모나 친인척 또는 보호자 등이
애완동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대화 의도를 지정된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 P개의 대
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
D/B에 등록 저장한다. 예를들어, 상기 P개의 대화 의도는 애완동물의 상태를 질의
하는 대화(예컨대, '우리 xx 졸려?', '배고프니?' 등)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대화(예컨대, '까꿍~' 등) 카테고리에 대
응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반응을 유발하는 대화(예컨대, '엄마야~', '엄마 어
디 있어?' 등)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의 대화 의도를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으로서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
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
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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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는 애완동물의 머리카락 부위, 애완동물의
이마 부위, 애완동물의 관자놀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눈썹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과 양 눈썹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사이 부위, 애
완동물의 양 안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아래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광대
부위, 애완동물의 양 볼 부위, 애완동물의 콧등 부위, 애완동물의 코 부위, 애완동
물의 인중 부위, 애완동물의 입 부위, 애완동물의 입술 부위, 애완동물의 입 바깥
쪽 부위, 애완동물의 입 아래쪽 부위, 애완동물의 턱 부위, 애완동물의 목 부위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부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 매칭부(115)는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의 감정
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
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
칭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들어, 상기 정보 매칭부(115)는 운영D/B 상에 상기 가상
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거나 및/또는 프로그램코드 상에 조건문의 형태로 상기 가
상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
치(195)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매핑하는 정보를 등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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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관리D/B에 저장하는 정보 등록부(120)를 포함한다.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사용자단말
을 통해 가입신청정보를 입력하거나 종이 형태의 가입신청서(예컨대, 카메라장
치(195)를 이용한 서비스와 IPTV(190)를 결합하는 신청서, 카메라장치(195)를 이용
한 서비스와 사용자 무선단말(185)을 결합하는 신청서 등)를 작성한 경우, 상기 정
보 등록부(120)는 사용자 단말이나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상기 가입신청정보나
가입신청서에

대응하는

사용자정보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공급된

카메라장

치(195)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5)정보를 등록받아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
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자 단말이나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
용자가 이용하는 IPTV(190)로 제공하기 위한 ID/PW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사용자정
보 및/또는 카메라장치(195)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ID/PW정보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웹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선단말이
나 무선단말(185)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에 지정된 앱을
설치하고 최초(또는 가입 전) 구동 시,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자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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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정보와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
공급된 카메라장치(195)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5)정보를 등록받아 관리D/B
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
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식별정
보를 생성하거나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사용자정
보 및/또는 카메라장치(195)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할 수 있으며, 상기 고
유식별정보를 생성한 경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으로 제공하여 지정된
저장영역에 저장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사용
자 무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IPTV(190)로 제공하기 위한 ID/PW
정보를 등록받고 상기 사용자정보 및/또는 카메라장치(195)정보와 연계하여 관리
D/B에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ID/PW정보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웹을 통
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선단말이나 무선단말(185)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도 권리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은 상
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
받을 다른 무선단말(185)의 고유정보(예컨대, 휴대폰번호 등)를 입력/등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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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경우 상기 정보 등록부(120)는 상기 다른 무선단말(185)의 고유정보를 관
리D/B에 저장하고, 상기 다른 무선단말(185)의 고유정보를 통해 상기 다른 무선단
말(185)에 지정된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거나 및/또는 상기 다른 무선단말(185)에
설치 실행된 앱을 확인하고, 상기 다른 무선단말(185)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
식별정보를 생성하거나 상기 다른 무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등록
되어 있는 카메라장치(195)정보와 연계하여 관리D/B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 이외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을 통해 지정된 다른
무선단말(185)의 앱을 통해서도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촬영된 비디오 데이
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
치(195)와의 통신 연결을 관리하는 통신 관리부(125)와,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이터 수신부(130)와,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부(135)를 포함한다.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5)에 전원이 입력되면, 상기 카메라장
치(195)의 제어모듈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
와 지정된 하나 이상의 정보를 교환하여 통신 연결을 요청하며, 상기 통신 관리
부(125)는 상기 지정된 정보의 교환을 근거로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유효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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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5)와 통신을 연결한다.




상기 카메라장치(195)와 통신이 연결되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는 상기 카
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일회용주소정보를 동적
생성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5)로 제공하며, 이 경우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
모듈은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상기 획득 데이터
를 전송할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후, 상기 획득된 획득 데이터를 상기 일회용주소
에 대응하는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는 주소
도메인정보는 동일하되 도메인 이후의 파라미터값이 중복되지 않게 동적 생성된 파
라미터값으로 이루어진 주소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는 주기적으로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대한 신규 일회용주소정보를 동적 생성하여 상기 카메라장
치(195)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은 상기 신
규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 이전 일회용주소에 대응하는 목적지 주소로 상기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인터럽트함과 동시에 이전 일회용주소로 획득 데이
터를 전송한 이전 전송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신규 일회용주소정보를 상기 획득
데이터를 이어서 전송할 신규 목적지 주소로 설정한 후, 상기 이전 전송 정보를 근
거로 이전 일회용주소로 전송하던 획득 데이터를 상기 신규 일회용주소에 대응하는
신규 목적지 주소로 이어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의 과정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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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일회용주소
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을 명기하는 바이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통신 관리부(125)의 일회용주소정보 생성 내지 적용 과정은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
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
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
이터의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사운
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
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
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
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연계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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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은 상기 비
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영상 데이터 형태의 획득 데이터를 전
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상기 동영상 데이터 형태의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동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은 상
기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각각의 데이터 형태로 포함하는 획득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카메라장
치(195)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제각기 포함하는 획득 데이
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각기 수신
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
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상기 비
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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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제어모듈이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상
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 외에,
지정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되어 지정된 방식으로 엔코딩된 센싱 데이터를 더 포
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데이터 수신부(130)는 상기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
와 상기 센싱 데이터를 연계 저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할 수 있다. 바람직하
게, 상기 데이터 저장부(13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과 상기 센싱 데이터의 시간 값(또는 타임스탬프)을 기준으로
상기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과 상기 센싱 데이터의 시간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
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데이터 제공부(140)
와,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
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
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는 대화 인식부(145)와,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분
석하여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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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대화 의도 판별부(150)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제공부(140)는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의 송신 데이터 요청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
된 ID/PW정보를 이용한 송신 데이터 요청을 근거로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
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
이나 IPTV(190)로부터 상기 송신 데이터 제공의 종료/중지에 대응하는 정보가 수신
되기 전(또는 지정된 규칙에 따라 종료/중지하기 전)까지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
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상기 송신 데이터를 제공
하는 중에,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 중인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이나 문자
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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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문자열 확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
단말(185)이나 IPTV(190)에 구비된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사운드 신호에 대
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여 상기 운영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부터 상기 오
디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수신된 오
디오 데이터에 대한 음성 인식을 시도하여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문자열을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 중인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
나 IPTV(190)를 통해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사운드 출력부가 구비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 중인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
를 상기 카메라장치(195)로 전송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사운드 출력부를 통
해 출력하도록 처리하는 대화 처리부(도시생략)를 더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문자열 확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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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185)이나 IPTV(190)에 구비된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사운드 신호에 대
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 음성 인식을 시도하여 사용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한 후, 상기 음성 인식한 문자열을 상기 운영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부터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음성을 인식한 문
자열을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수신된 문자열을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문자열 확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
단말(185)이나 IPTV(190)의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운영서버(100)
로 전송할 수 있으며, 상기 대화 인식부(145)는 상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부터 상기 문자열을 수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대화 인식
부(145)는 상기 수신된 문자열을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
화 문자열을 인식할 수 있다.





상기 대화 인식부(145)를 통해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 중인 사용자가 애완
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한 경우, 상기 대화 의도 판별부(150)는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자연어 처리하고 형태소 또는 구문 별로 분석하여 기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의 대화 의도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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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
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판독하여 애완동물의 감정을 판별하기 위
한 지정된 인식 대상의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정보 인식부(155)와, 지정된 감정상
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
된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
를 지닌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정보 판별부(160)와, 상기 인
식 정보와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패턴 정보와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
하는 감정 상태 산출부(165)와, 상기 산출된 하나 이상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
부(170)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 인식부(155)는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 또는 중 또
는 후의 일 시점에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
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1≤f
≤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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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i≥1)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
보를 인식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정보 인식부(155)는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
증된 IPTV(190)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
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
나 IPTV(190)로 상기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55)는 상기
송신 데이터의 비디오 데이터 중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개
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상기 정보 인식부(155)를 통해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운영D/B에 저장된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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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i
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개의 애완동
물 표정 패턴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확인된 e개의 애완
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상기 정보 판별부(160)를 통해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감정 상태 산출부(165)는 상기 인식
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
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고,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1≤n≤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운영D/B에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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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태 판별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가 연계 저장된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55)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j≥1)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인식부(155)를 통해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운영D/B에 저장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
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
상 매칭된 c(1≤c≤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j개
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개의 동물 소리 패
턴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확인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상기 정보 판별부(160)를 통해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
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감정 상태 산출부(165)는 상기 인식된 j
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
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고,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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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
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
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
부(170)는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2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2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기 합집합
의 부분집합 관계일 수 있다.





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2개의 감정 항
목 중 중복되는 감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정 항목과 표정 또는 동물 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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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통계 연산을 통
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라 상기 운영D/B에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
태 판별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비디오 데이터 및/또
는 오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195)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가 연계 저장된 경우, 상기 정보 인식부(155)는 상기 비디오 데
이터 맟/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
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보 인식부(155)를 통해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운영D/B에 저장된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
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가 화
긴되면, 상기 정보 판별부(160)는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
계를 지닌 n3(1≤n3≤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





상기 정보 판별부(160)를 통해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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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감정 상태 산출부(165)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
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
하여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
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
고,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값을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
성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
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
부(170)는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3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3개
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기 합집합
의 부분집합 관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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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
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3개의 감정 항
목 중 중복되는 감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정 항목과 표정 또는 지정된 센싱 대
상의 센싱 값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를 부여
한 통계 연산을 통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기 산출된 경우, 상기 정보
생성부(170)는 상기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근거로 산출
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상기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
를 근거로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값 ∩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의 합집합 관계이거나, 또는 상기 합집합의 부분집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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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수 있다.




한편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등을 조
합하여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 시, 상기 정보 생성
부(170)는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과 n2개의 감정 항목 및 n3개의 감정 항목 중 중
복되는 감정 항목에 대하여 각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에 대한 지정된 통계 연산(예
컨대, 평균 값 산출 연산)이나 해당 감정 항목과 표정 또는 동물 소리 또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지정된 인식 대상에 지정된 가중치
를 부여한 통계 연산을 통해 상기 중복되는 감정 항목의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
를 생성할 수 있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가상객체 확인
부(175)와,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
면 주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
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
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하는 대화 응답 증강부(180)와, 애완동물 입장에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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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부(140)를 포함한다.




상기 정보 생성부(170)를 통해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
한 수치정보(또는 등급정보)를 포함하는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가상객체 확인부(175)는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의 응답으로서 애완동물 안면 영
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
도에 대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 응답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말풍선 형태로 표시
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
는 애완동물의 머리카락 부위, 애완동물의 이마 부위, 애완동물의 관자놀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눈썹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과 양 눈썹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아래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광대 부위, 애완동물의 양 볼 부위, 애완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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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등 부위, 애완동물의 코 부위, 애완동물의 인중 부위, 애완동물의 입 부위, 애완
동물의 입술 부위, 애완동물의 입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입 아래쪽 부위, 애완
동물의 턱 부위, 애완동물의 목 부위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부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가상객체 확인부(175)를 통해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확인되면,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비디
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할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 또는 선별한다.





본 발명의 제1 가상객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
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그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 가상객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
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 가상객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
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동일 부위에 하나의 가상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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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 가상객체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
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완동물 안면 주변의 동일 영역에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제1 내지 제4 가상객체 실시예 중 적
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에 대응하는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
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
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
답하도록 증강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
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며, 이 경우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
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상기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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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



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
우,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과 카메라 촬영 방향 간 3차원 좌표계 상의 각도 정보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대화 응답 증강부(180)는 상기 산출된 각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의 중첩 표시 방향이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 별
방향에 대응하도록 좌표 변환하여 중첩 표시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제공부(140)는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
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
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 외에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의
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정보 저장/등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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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지정된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
를 생성하기 위한 지정된 인식 대상(예컨대, 애완동물 표정, 애완동물의 동물 소
리, 지정된 센서모듈을 통해 아깅의 지정된 센싱 대사을 센싱한 센싱 값 등) 별 감
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저장하거나,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
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대화 의도와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
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거나,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
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매핑하는 정보를 등록받아 지정된 관리D/B에
저장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
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인식하도록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지정된 인식 대상의 패턴 정보와 각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지정된 인식 대상 별 감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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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하여 관리한다(200).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
에 존재하는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
계에 대응하는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지정된 운영D/B에 등록 저장한다.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동
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지
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확장/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
메라장치(195)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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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값 패
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를 포함
하고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
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할 수 있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애완동물의 부모나 친인척 또는 보
호자 등이 애완동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대화 의도를 지정된 카테고리 별로 분류
한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205),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와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 중 적
어도 하나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
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한다(210).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
치(195)를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받을 대상과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매핑하기 위해 사용자 무
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정보,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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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카메라장치(195)를 고유 식별하는 카메라장치(195)정보,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5)의 앱을 고유 식별하는 고유식별정보 및 상기 사용자가 설정한 ID/PW정보
등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매핑 등록 요청할 수 있으며(215),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으로부터 상기 사용자정보, 카메라장치(195)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ID/PW정보 등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수신하고(220), 상기 사용자
정보, 카메라장치(195)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ID/PW정보 등을 지정된 관리Dd/B에
연계 저장한다(225). 한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사용자정보와 카메라장치(195)정
보 및 ID/PW정보 등은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사용자가 이용
하는 사용자단말이나 상기 사용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지정된 등록단말을 통해
등록될 수 있다.


도면3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한 획득 데이터를 전송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에 저장 관리하는 도시한 도면이
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지정된 거점에 구비된 카메라장치(195)의 카메라
모듈을 통해 획득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운영서버(100)로 전
송하여 지정된 저자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
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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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
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3을 참조하면,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이 확인되
면(300), 지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모듈을 통해 지정된 운영서버(100)와 지정된 하
나 이상의 정보를 교환하여 통신 연결을 요청하며(305),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
기 카메라장치(195)와 지정된 정보를 교환하여 상기 카메라장치(195)의 유효성을
인증한 경우(310), 상기 카메라장치(195)와 통신 연결하고(315), 이에 대응하여 상
기 카메라장치(195)로 상기 운영서버(100)와 통신이 연결된다(315).





한편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획득 데이
터를 수신하기 위한 일회용주소정보를 동적 생성하고(320), 상기 카메라장치(195)
로 상기 생성된 일회용주소정보를 제공하며(325),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운
영서버(100)로부터 상기 일회용주소정보를 수신하고(330), 상기 수신된 일회용주소
정보를 상기 획득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지 주소로 설정할 수 있으며(335), 상기의
일회용주소정보 생성 내지 목적지 주소로 설정하는 과정은 주기적으로(예컨대, 30
초 단위) 반복될 수 있다.





한편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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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a),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
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a),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상
기 거점 내의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b),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
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다(345).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
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a),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
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c), 상기 비디오 데이
터와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송할 수 있
다(345).





또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통해 지정된 거점 내의 애
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a), 상기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상
기 거점 내의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하고(340b), 상기 센서모듈을 통해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를 획득한 후(340c),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 및 센싱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지정된 목적지 주소로 전
송할 수 있다(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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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카메라장치(195)로부터 적어도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획득 데이터를 수신하고(350), 상기 수신된 획득 데이터(또는 획득 데이
터에 포함된 각각의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여 관리
한다(355).





도면4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에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는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되어 지정된 저장매
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사
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5)의 앱이나 IPTV(190)을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이나 문자에 대응하는 문
자열을 통해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
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를 참
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
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
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에 도시된 실시 방법
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도면4는 편의 상 송신 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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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력 중인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를 통해 오디오 데이터가
획득되는 경우에 운영서버(100)에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음성을 인
식하여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실시예를 위주로 본 발명의 특징을 설명할 것
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4를 참조하면,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운영서
버(100)로 지정된 거점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
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400), 이 경우 운영서버(100)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
이나 IPTV(190)로부터 지정된 거점의 애완동물을 촬영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 요청을 확인한다(405). 만약 상기 송신 데이터 요청을 확인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지정된 거점의 카메라장치(195)를 통해 획득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흭득 데이터를 저장하는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을 확
인하고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
하거나 이를 유지하며(410),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
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한다(415).





한편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출력하는 중에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이나 IPTV(190)에 구비된 사운드 입력부
를 통해 입력된 사운드 신호에 대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4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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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
를 운영서버(100)로 전송하며(425),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사용자 무선단
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부터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430). 이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음성 인식을 시도하
여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
하고(435), 상기 확인된 문자열을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
화 문자열을 인식한다(440).




만약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이 인식되면,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분석하여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
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한다(445).





도면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중/후의 일 시점
에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
독하여 인식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
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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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
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
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처리하는 과정
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
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면서 상기 도면4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중/후의 일 시점에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
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개의 애
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500).





만약 상기 비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가 인식되
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표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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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
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505),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을 판별한다(510).




만약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애완동
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
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을 산출한다(515).





만약 상기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
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정보를 생성한다(520).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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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
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525), 상
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할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
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 처리하며(530),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
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90)로 제공한다(535).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
하여 출력한다(5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면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오디오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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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하여 인식된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추가)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
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
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
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처리하는 과정
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
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면서 상기 도면4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중/후의 일 시점, 또는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기반의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
과 연동하여,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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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근거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605), 상기 확인
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610).





만약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
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한
다(615).





만약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
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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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5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620).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
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
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625), 상
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할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
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 처리하며(630),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
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90)로 제공한다(635).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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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
하여 출력한다(6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도면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방법에 따라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사용
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는 오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추가)이용하여 지정
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상기 판
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무선
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될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증강하여 제공함으로써 애완동
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
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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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3의 과정을 통해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
된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하면서 상기 도면4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중/후의 일 시점, 또는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애완동물 표정 인식 기반의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
과 연동하거나, 또는 상기 도면6에 도시된 동물 소리 인식 기반의 n2개의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산출 과정과 연동하여,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 및/또
는 오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
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한다(700).





만약 상기 센싱 데이터를 근거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가 인식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
도 이상 매칭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705), 상기 확인된 s개의 센
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한다(710).





만약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애완동물 감
정 항목이 판별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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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
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
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한다(715).




만약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면, 상기 운
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
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
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720).





한편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5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720).





또는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상기 도면5의 과정을 통해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이 산출되고 상기 도면6의 과정을 통해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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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상태 값이 산출된 경우, 상기 운영서버(100)는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과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 및 상기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조합하여 비디오 데이터 상에 표시
가능한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할 수 있
다(720).




만약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운영D/B에 저장된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
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
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725), 상
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로 제공할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
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
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 처리하며(730),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
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
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상기 운영서버(100)는 도면2의 과정을 통해
관리D/B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상기
관리D/B에 저장된 ID/PW정보를 통해 식별/인증된 IPTV(190)로 제공한다(735).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185)의 앱이나 IPTV(190)는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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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태 정보에 대응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수신
하여 출력한다(740). 바람직하게,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
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100 : 운영서버

105 : 정보 관리부

110 : 가상객체 관리부

115 : 정보 매칭부

120 : 정보 등록부

125 : 통신 관리부

130 : 데이터 수신부

135 : 데이터 저장부

140 : 데이터 제공부

145 : 대화 인식부

150 : 대화 의도 판별부

155 : 정보 인식부

160 : 정보 판별부

165 : 감정 상태 산출부

170 : 정보 생성부\

175 : 가상객체 확인부

180 : 대화 응답 증강부

185 : 무선단말

190 : IPTV

195 : 카메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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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운드 입력부와 사운드 출력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에 구
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F≥2)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
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P(P≥2)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
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는 제1 단계;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
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
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제2 단계;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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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3 단계;
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이나 문자
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열을 인식하는 제4 단계;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분석하여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
나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는 제5 단계;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1
≤f≤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i(i≥1)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제6 단계;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
정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제7 단계;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
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
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
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1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제8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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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제9 단계;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
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는 제10 단계;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
변 영역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하
는 제11 단계; 및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
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하
는 제12 단계;를 포함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에 대응하는 각 특
징점 간 기하학 관계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
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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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는,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각 특징점 간 각도 관계, 각 특징점 간 거리 관계
와 각도 관계의 조합 관계 중 하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표정을 인식한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
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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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는,
애완동물의 상태를 질의하는 대화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대화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애완동물의 반응을 유발하는 대화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의 대화 의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으로서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지정된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
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
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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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동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
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를 각기 수신하
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
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로부터 수신된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시간
을 동기화시켜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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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데이터는,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더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는,
지정된 재생 시간 단위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지정된 재생 프레임 수 별로 주기적으로 선별되는 비디오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
해 획득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음성 인식을 시도하여 상기 송신 데이터
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
와 대화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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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오디오 데이터를 상기 카메라장치로 전송하여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
드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
해 상기 송신 데이터를 시청하는 사용자가 발화한 음성을 인식한 문자열을 수신하
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송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
해 입력된 문자열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
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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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 패턴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C(C≥2)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동물 소리 패턴을 근
거로 구별 가능한 N2(1≤N2≤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
한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
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일정 일정 구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에 대한 j(j≥1)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동물 소리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c(1≤c≤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2(1≤n2≤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8 단계는,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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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와 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j개의 동물 소리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9 단계는,
상기 산출된 n2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
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C개의 동물 소리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각각의 동물 소리 패턴을 구성하는 동물 소리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
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 소리 특징은,
주파수 대역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의
주기성 특징, 소리 강도 특징,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소리 강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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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기성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조합 특징, 주파수 대역 특
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배치 관계 특징, 주파수 대역 특징과 소리 강도 특징의 주
기성 특징 중 하나 이상의 특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
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0】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
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
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1】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동물 소리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애완동물의 동물 소리를 인식한 동물 소리 인식 정보와 기 등록된 동물 소리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
법.

【청구항 22】

123-10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S(S≥
2)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지정된 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지정된 센싱 대
상의 센싱 값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한 N3(1≤N3≤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
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
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카메라장치에 구비되거나 연계된 센서모듈을 통해 센싱된 센싱 데이터
를 수신하고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6 단계는,
상기 비디오 데이터와 연계된 센싱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특정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k(k≥1)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7 단계는,
상기 센싱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
식 정보와 기 설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s(1≤s≤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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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3(1≤n3≤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8 단계는,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와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와 n3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식된 k개의 센싱 값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
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9 단계는,
상기 산출된 n3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추가 이용하여
지정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
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모듈은,
애완동물의

신체에

착용하여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웨어러

블(Wearable) 센서모듈,
지정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애완동물의 지정된 센싱 대상을 센싱하는 레이
더(Radar) 센서모듈 중 적어도 하나의 센서모듈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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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 또는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대상은,
애완동물의 심장박동, 애완동물의 체온, 애완동물 주변 습도, 애완동물의 무
호흡 여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S개의 센싱 값 패턴 정보는,
애완동물의 감정표현과 연관된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에 대한 각각
의 센싱 값 패턴을 구성하는 센싱 값 특징의 범위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
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값 특징은,
센싱 값의 변화 규칙 특징, 센싱 값의 변화량 특징, 센싱 값 변화율 특징,
센싱 값 변화의 주기성 특징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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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법.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
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에 비례하는 관계식을 통해 산출되는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8】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센싱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는,
지정된 센싱 대상의 센싱 데이터를 통해 인식된 센싱 값 인식 정보와 기 등
록된 센싱 값 패턴 정보 사이의 각 매칭 비율 구간 별 상관도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2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는,
n개의 감정 항목 정보와 각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의 수치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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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의 응답으로
서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감정 상태 기준 응답에 대응
하는 문자열을 말풍선 형태로 표시하여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되는
가상객체 데이터 중 적어도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
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가장 부합
한 것으로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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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동일 부위에 하나
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
공 방법.

【청구항 3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는,
상기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 중 애완동물 안면 주변의 동일 영역에 하나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되도록 선별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에 중첩 표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123-108

의 지향 방향을 인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1 단계는, 상기 애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에 대응하는 애완동물 안
면 주변 영역에 상기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
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
화 제공 방법.

【청구항 3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는,
애완동물의 머리카락 부위, 애완동물의 이마 부위, 애완동물의 관자놀이 부
위, 애완동물의 양 눈썹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과 양 눈썹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사이 부위, 애완동물의 양 안 바깥쪽 부위, 애완동
물의 양 안 아래쪽 부위, 애완동물의 양 광대 부위, 애완동물의 양 볼 부위, 애완
동물의 콧등 부위, 애완동물의 코 부위, 애완동물의 인중 부위, 애완동물의 입 부
위, 애완동물의 입술 부위, 애완동물의 입 바깥쪽 부위, 애완동물의 입 아래쪽 부
위, 애완동물의 턱 부위, 애완동물의 목 부위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
부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
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청구항 3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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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q개의 가상객체 데이터가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에 중첩
표시하도록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비디오 데이터 상의 애
완동물 안면의 지향 방향과 카메라 촬영 방향 간 3차원 좌표계 상의 각도 정보를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1 단계는, 상기 각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지정된 가상객체 데이터의
중첩 표시 방향이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 별 방향에 대응하도록
좌표 변환하여 중첩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
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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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요약】
본 발명의 애완동물의 감정 상태 증강을 이용한 애완동물와 대화 제공 방법
에 따르면, 사운드 입력부와 사운드 출력부 및 카메라모듈을 구비하여 지정된 거점
에 구비된 카메라장치와 통신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애완
동물의 안면 영역에 존재하는 F(F≥2)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
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계에 대응하는 E(E≥2)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지
정된 N(N≥2)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중 애완동물 표정 패턴을 근거로 구별 가능
한 N1(1≤N1≤N)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사이의 매칭 관계정보 및 상기 E개의 애
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를 수치화한 표정
기반 상관도 수치 관계정보를 포함하는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P(P≥2)개의 대화 의도에 대한 애완동물 입장의 응답에 대
응하는 R(R≥2)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운영D/B에 등록 저장하고, 지정된 감정 항
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P개의 대화 의도와 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매칭하는 가상객체 매칭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카메라장치의 카메라모듈
을 통해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을 촬영하여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된 비디오
데이터와 상기 카메라장치의 사운드 입력부를 통해 입력되어 지정 방식으로 엔코딩
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지정된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 관리하고,
지정된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상기 저장매체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행하거나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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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를 통해 획득된 사용자의 음성이나 문자에 대
응하는 문자열을 확인하고 판독하여 상기 사용자가 애완동물에게 대화한 대화 문자
열을 인식하고, 상기 인식된 대화 문자열을 분석하여 지정된 P개의 대화 의도 중
적어도 하나에 대응하는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고, 상기 사용자 대화 의도를
판별하기 전 또는 중 또는 후의 일 시점에 지정된 비디오 데이터를 판독하여 상기
거점 내의 특정 애완동물의 안면 영역에 대한 f(1≤f≤F)개의 특징점을 인식하면서
상기 인식된 f개의 특징점 중 애완동물의 감정 표현과 연관된 특징점 간 기하학 관
계에 대응하는 i(i≥1)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를 인식하고, 상기 표정 기반
감정상태 판별 정보를 근거로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기 설
정된 기준 유사도 이상 매칭된 e(1≤e≤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를 확인하
고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매칭 관계를 지닌 n1(1≤n1≤N1)개의 애
완동물 감정 항목을 판별하고, 상기 인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와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 간 매칭 비율을 근거로 상기 e개의 애완동물 표정
패턴 정보와 n1개의 애완동물 감정 항목 간 상관도 수치 관계를 판독하여 상기 인
식된 i개의 애완동물 표정 인식 정보에 대응하는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
정 상태를 수치화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n1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값을 이용하여 지정된 n(1≤n≤N)
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가상객체 매칭 정보
와 상기 생성된 n개의 감정 항목 별 애완동물 감정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판별
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매칭되는 r(1≤r≤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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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데이터 상의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
에 지정된 q(1≤q≤r)개의 가상객체 데이터를 중첩 표시하여 상기 애완동물 안면
영역 내의 지정 부위나 애완동물 안면 주변 영역을 통해 애완동물 입장에서 애완동
물 감정 상태를 근거로 상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하며, 상
기 판별된 사용자 대화 의도에 응답하도록 증강된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는 송신
데이터를 지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 무선단말의 앱이나 IPTV로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123-113

【도면】
【도 1】

123-114

【도 2】

123-115

【도 3】

123-116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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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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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9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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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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