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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반응형 로봇의 행위를 지정하기에 적합한 에이전트 언어를 소개한다. 기
존의 BDI 기반의 에이전트 언어를 기반으로 실시간 반응형 로봇의 행위를 지정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한 VivAce 에이전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
한 VivAce 가 기존의 BDI 에이전트 언어에 비해서 가지는 새로운 특징인 자바 네이티브 언어 지원, 
쓰레드 기반의 계획 실행,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소개한다.  

 

1. 서론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그 환경에 합리적인 행동을
결정하며 실제로 그 결정을 실행하는 단위로써 에이
전트를 사용하자는 시도는 이미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유용성이 검증되어 왔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움직여야 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규칙기반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시작하여 행동기반 에
이전트 시스템이 나왔고 계획기반 에이전트 시스템등 
많은 시도가 있어 왔으나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분명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시스템이 전에 나온 시스템
을 대체한다라기 보다는 사용되는 용도에 적합한 접
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의 BDI 아키텍쳐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
이전트 시스템인 JAM 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개선
하고 좀더 빠르고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VivAce 라는 
새로운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VivAce는 자바
네이티브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자들이 좀더 직관적으
로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다. 또한 쓰레드 기반의 계획의 실행을 보장함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의 속도향상에 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감지된 변

화를 내부 정보로서 표현하며 내부 정보에 근거한 판
단을 통해 행동하는 BDI 아키텍쳐 기반의 에이전트 
시스템인 VivAce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VivAce에이전트 시스템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
히 가공하는 감지기(Sensor)와 가공된 정보를 표현하
는 실세게 모델(WorldModel),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목표(Goal)를 성취할 수 있는 실행 계획
(Plan)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판단기(Reasoner), 실행중
인 계획에 대해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감시하는 상황 감시기 (ContextMonitor)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VivAce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
스 로봇을 구현하고 그것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
서 시스템의 전체 목표를 위해 적절한 반응을 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2. VivAce 에이전트 

VivAce 에이전트는 BDI 아키텍쳐에 기반한 에이전
트 구조를 갖는다. 그림 1 은 VivAce 에이전트 시스템
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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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ivAce Agent System 

 
VivAce 에이전트는 크게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감

지된 정보에 대해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감지기
(Sensor), 환경으로부터 감지된 정보와 시스템 내부에
서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실세계모델(WorldModel), 
에이전트의 목적을 포함하는 목적 라이브러리

(GoalLibrary),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요소들을 
포함하는 계획 라이브러리(PlanLibrary),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찾아 수행시키는 판단기
(Reasoner), 실행중인 계획을 감시하고 계획이 요구하
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면 실행중인 계획을 중지시
키는 상황 감시기(ContextMonitor)로 구성된다. 
에이전트가 수행해야할 목적은 목적 라이브러리

(GoalLibrary)에 적재된다. 최초 에이전트의 목적은 사
용자에 의해 적재되지만 수행중인 에이전트가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스스로 
적재할 수도 있다. 
계획 라이브러리(PlanLibrary)는 앞서 말한 에이전트

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계획(Plan)들의 집합이다. 
각각의 계획은 특정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행동과 
그것을 실행하기위해 선행되어야할 환경 조건, 수행 
중에 계속 유지되어야 할 환경 조건, 계획이 실패할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실행 계획이 갖는 효율성 등이 
서술된다. 선행 조건과 유지 조건에 대해 좀 더 설명
하자면, 예를 들어 컵을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하
는 실행 계획이 있을 때 ‘A 위치에 컵이 있고 그것을 
집을 수 있다’ 가 선행 조건이다,. 선행 조건을 만족하
면 이 계획을 실행시켜 컵을 이동시킬 것이다. 이 때 
유지 조건은 ‘컵을 들고 있고 B 위치에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가 될 것이다. 이 계획이 수행 중
일 때 만약 컵을 떨어뜨리거나 B 위치에 다른 것이 
놓여있어서 컵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 감시
기(ContextMonitor)에 의해 계획은 적절한 실패시 행동
을 취하고 종료되며 판단기(Reasoner)에 의해 다른 적
절한 계획이 선택될 것이다. 또는 실패시 행동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생성했다면 그것을 위
한 계획을 수행시켜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상황이 
극복되면 실패했던 실행 계획이 다시 선택되어 목적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감지기(Sensor)는 에이전트가 속한 환경의 특정 부

분을 주기적으로 감지하고 적절한 환경 정보에 대해 
가공하여 에이전트의 실세계모델(WorldModel)에 정보
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갱신한다. VivAce 에이
전트는 다수의 감지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의 감지기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제작될 수 있다. 그
림 2 는 환경을 감지하고 적절한 정보에 대해 그것을 
가공하여 실세계모델에 입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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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World
Model

*

Sens ible

Sens ible

Sens ible

WorldModel Table
----------------------------
Pos ition 100 100
Energy 58
Heading 127
.
.
.

1: sensor

1.1: update / assertFact

 
그림 2: 감지기에 의한 환경 지각 

 
판단기(Reasoner)는 목적 라이브러리로부터 에이전

트가 수행해야 할 목적을 검색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실행 계획을 계획 라이브러리로부터 찾
아 실행시킨다. 각각의 목적에 대해 판단기는 일차적
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행 계획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실행 계획들 가운데 선행 조건을 만족하는 것
들을 추려낸다. 추려낸 계획이 다수일 경우 목적에 대
한 계획의 효율성을 서술된 정보로부터 추론하고 효
율성이 가장 높은 계획을 수행시킨다. 그림 3 은 이러
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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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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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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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Running
Plan

1: Goal을 만족시킬 수 있는
Plan 검색

1.1: Plan을 실행 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

1.2: 상황을 만족하는 Plan 중
하나를 선택

1.3: Con textMonitor에 등록

1.4: 선택된 Plan 실행

 
그림 3: 판단기에 의한 실행 계획 선택 및 수행 

 
실행중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 감시기

(ContextMonitor)가 주기적으로 실행중인 계획이 명시
한 유지 조건에 대해 감시한다. 실행중인 계획이 명시
한 유지 조건을 현재 실세계모델이 만족하지 못하면 
상황 감시기는 해당 계획을 종료시킨다 (그림 4). 이
때 계획은 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의된 
실패시 행동 절차를 수행하고 종료된다. 이것은 실행
중인 계획을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계
획의 실행을 위해 확보한 자원을 안전하게 반환하거
나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등의 행동이 기술된다. 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 원인을 제거시키기 위
한 새로운 목적을 생성해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새로
운 목적에 대해 판단기가 적절한 실행 계획을 검색해 
수행하여 실패 원인을 제거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계획이 다시 수행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판단기는 
실패 원인이 제거된 시점에서 검색된 실행 계획들 중
에서 효율성이 더 좋은 계획이 존재하면 그것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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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 원인을 제거하는 
도중에도 당시 상황에서 실패했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수행시킬 것
이다. 따라서 이것은 항상 고정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
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형 로봇 행위를 지정하는 데 
적합하다. 

 

World
Model

Context
Monitor

Running
Plan

WorldModel Table
----------------------------
Pos ition 100 100
Energy 15
Heading 127
.
.
.

실행중인 Plan이 요구하는 context 감시
Con text를 만족하지 못하면 Plan 중단

stop() Plan context
----------------------------
FACT Energy $ENERGY;
(> $ENERGY 50);
.
.
.

 
그림 4: 상황 감시기에 의한 실행중인 계획 감시 

 
정리하자면 VivAce 에이전트는 그것이 처한 환경을 

주기적으로 감지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실행 계획을 검색하여 실행한다. 환경의 변화가 계획
의 실행을 가로막으면 VivAce 에이전트는 적절한 대
처를 통해 다른 계획을 검색해 실행시키거나 실패 원
인을 분석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VivAce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경
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것이 갖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3. VivAce 에이전트 적용 사례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실제로 인간에게 서비스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자바 3D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였다. 이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
과 실제로 물이 들어있는 물통은 무작위로 생성되고 
소멸되며 로봇이 이런 예측할수 없는 환경하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에이전트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확인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구현한 부분은 크게 5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시뮬레이션 환경에 실제
로 동작을 미치는 로봇, 둘째 VivAce 에이전트, 셋째 
로봇에서 실세계모델의 정보를 입력하는 센서, 넷째 
로봇을 움직이는 작동기(Actuator), 마지막으로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계획이다.  

 
public class RobotAgent extends VivAce { 

public RobotAgent(Agent agent) { 
this.addGoal("ACHIEVE ServeTheWater"); 
this.assertFact("myPosition 0 0 0"); 
this.addSensibleObject(new PositionSensor(this,actor)); 
this.addPlan(new ServeTheGuestPlan(this,actuator)); 
this.addExecutableObject(new GUIMonitor(this)); 

… 
} 
… 

위의 부분은 VivAce 에이전트의 본체이다. 실세계
모델에 초기 정보를 넣고 에이전트의 목표를 설정한
다. 외부 환경을 감지할 감지기를 추가하고 에이전트
가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등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시나리오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서술되지 않는다. 다수의 실행 계획에 대해 에
이전트는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생성
해 반응한다. 

 
그림 5 는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킨 상황이다. 물통은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
지면 무작위 위치에 다시 생성된다. 손님은 무작위로 
움직인다. 

 

 
그림 5: 초기상태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사선의 원이 서비스를 하

는 로봇이고 마름모가 서비스 받아야 하는 손님이다. 
사각형은 물을 공급하는 물통이다 

 

 
그림 6: 물을 공급받는 중 

 
그림 6 은 최초 물을 갖고 있지 않은 서비스 로봇 

에이전트가 물통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을 가지고 있는 로봇 에이전트는 사선이 아닌 검은
색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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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손님에게 물을 주는 중 

 
그림 7 은 물을 가지고 있는 로봇 에이전트가 점으

로 표현된 손님 에이전트로 가서 물을 공급하는 모습
이다. 물을 공급받은 손님 에이전트는 수평줄무늬로 
변한 후 사라진다. 
본 적용 사례를 보면, 서비스 로봇의 VivAce 에이

전트는 물통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계획, 손님에게 
물을 서비스하는 계획 등이 제공되고 VivAce 에이전
트는 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가며 손님에
게 물을 제공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존재하는 환경에 대

해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에이전트의 목적을 성취하
기위한 계획을 수행시키는 VivAce 에이전트를 소개하
였다.  
기존의 JAM 이 BDI 기반의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검증되고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병렬작
업 지정과 기본 행위 지정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JAM 을 기반으로 VivAce 라는 새로운 에이전트 구조
와 언어를 개발하게 되었다.  

VivAce 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네
이티브 자바언어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에이전트 시
스템 구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도 비교적 
쉽게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으며 기존의 자바로 구현된 모든 리소스들을 어떠한 
수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 함으로써 보다 에이전
트 개발환경이 유연해지고 강력해 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아울러 쓰레드 기반의 계획 실행을 보장함으
로써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icAce 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이에도 Jade 와

의 인터페이스와 온톨로지와의 인터페이스등 다중 에
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지
원하고 있다. 이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
어서 VicAce가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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