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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에이 트빌더를 통해 자동차 자율 운행을 한 자동 주행 에이 트, 치 악 

에이 트, 상태 검 에이 트가 동하는 멀티 에이 트를 구 하 다. 멀티에이 트의 

동  제어를 해서 에이 트빌더에 내에 메타 제어기의 구성을 보여 주었으며, 실에서

의 자동차 주행 시 일반 으로 생기는 환경변수를 고려하고 일정 지역을 통하여 자율 주행

에 한 가능성을 찾았다. 

 .

1. 서  론

 에이 트 시스템은 감각기 , 환경, 작용기 세 가지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자율 인 로세스

라는 것과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 으로 해결

해 다는 을 특징으로 한다. 한 지식이 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추론 방법을 통해 

다른 에이 트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경험을 통한 학습기능  목  지향  능력을 갖추

고 있다.

 멀티에이 트는 단일 에이 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해서 다수의 에이 트를 이

용하여 설계한다. 한 서로 다른 시각과 해결방식

을 가지고 있는 에이 트로 구성된 문제를 표 하기

에 합하다[1]. 

 본 논문에서 구 하는 시스템은 주행 처리, 상태 

검, 치 악 에이 트로 구분된다.  에이 트 시

스템은 에이 트빌더 Pro 1.4를 이용하여 구 하

고 인터페이스는 자바 임을 사용하 다.

 

2. 련 연구  분석 

2.1 에이 트 시스템의 연구 동향

  재 에이 트 이론에 한 연구에서는 Z언어를 

이용하여 에이 트의 각 특성을 에이 트 환경과 행

동으로 연계시켜 정형화한다. 한 멀티 에이 트 

시스템을 선언  표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

다. 에이 트 구조에 한 연구에서는 정형화한 특

성들을 구 하기 한 에이 트 구성요소와 제어  

통신 로토콜 등을 상으로 한다. 에이 트 언어

에 한 연구는 에이 트를 개발하기 해 에이 트 

특성을 고려한 특정 로그래  언어를 개발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에이 트 이론에서 제시된 인

지요소를 직  이용한 에이 트 언어는 크게 AOP, 

PLACA, ABLE와 같은 에이 트 기술언어와 Java, 

Telescript와 같은 에이 트 개발 언어로 구분되고 

있다[2]. 

 에이 트 응용은 앞서 언 한 이론과 구조 등을 기

반으로 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소 트웨어

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터넷 정보검색, 온라인 쇼핑, 



제25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6. 5)

296

메시징, 네트워크 리 등 에이 트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매우 많다. 

2.2 에이 트 시스템의 구성  설계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은 여러 응용 에이전트 외에 

조정 에이전트라는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

고 각 에이전트의 제어를 수행한다[3]. 이 경우 모

든 응용 에이전트의 통신 메시지는 조정 에이전트를 

통해 다른 에이전트로 전달된다. 각 에이전트가 어

떤 처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응용 에이전

트 생성 시에 조정 에이전트로 등록되며, 조정 에이

전트는 이를 바탕으로 통신 메시지를 해당 응용 에

이전트에게 보낸다. 조정 에이전트는 응용 에이전트

의 수행 능력을 통해 에이전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에이전트 네임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멀티에이 트에서 발생하는 요한 문제인 이형질

성을 해결하기 해서는 이형질의 응용 에이 트간

의 통신이 요구된다. 표 으로 에이 트와 에이

트의 통신은 KQML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외에 로토콜을 이용하여 메시지 교환을 하는 방

식, CORBA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다. 

3.  상태 인식에 따른 자율 주행 에이 트 시스템 

3.1 시스템 체구성

 상태 인식에 따른 자율 인 주행을 한 멀티에이

트 구조에서는 에이 트 빌더가 심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에이 트 빌더가 자동 주행 에이 트, 상

태 검 에이 트, 치 악 에이 트를 리한다. 

그림 1은 상태인식에 의한 자동차 자율 운행 멀티에

이 트의 구성도를 보여 다.

 3개의 에이 트는 에이 트빌더 안에 존재하며,  

에이 트 빌더는 각 인터페이스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해 어떤 에이 트에 달해야 하는 지를 단한

다. 에이 트들 간의 통신이 필요할 때에도 에이

트 빌더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한지를 단하여 

달한다. 3개의 에이 트를 조정하는 역할은 에이

트빌더의 메타 지식들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3.2 주행 상태 에이 트의 구성

 자동 주행 에이 트는 자동차의 자율 운행에 있어

서 핵심 인 에이 트이다. 이 에이 트는 탑승자로

부터 목 지를 입력 받고 이를 치 악 에이 트

에 달한다. 주행상태 에이 트는 기후상태 악과 

처리, 주변 차량 악, 차량 문제 처리, 목 지 악

과 처리, 주행처리 모듈 등 총 5가지의 모듈로 구성

된다. 

[그림 1] 자율 주행 에이 트 시스템 체구성도 

3.3 기기 상태 검 에이 트의 구성

 자동차에 다양한 부품상태를 알려주는 센서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에이

트에게 센서를 신하여 정보를 달하도록 한다. 

기기 상태 검 에이 트는 차체부, 엔진부, 기장

치의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3.4 치 상태 악 에이 트의 구성

 치 악 에이 트는 자동차의 치를 악하고 

목 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한

다. 재 치 악, 최종 목 지 악, 간 경유지 

악, 이동 좌표 송출, 신호 상태 악의 모듈로 구

성된다.

4. 구   실험분석

4.1 메타 제어기

 실험에 사용된 운 체제는 도우 2003 서버이고, 

입력 인터베이스는 java로 구 하 으며, java jdk 

1.4 버 으로 컴 일을 하 다. 에이 트들을 구성한 

툴로는 에이 트빌더Pro 1.4가 사용되었다. 그림 2는 

주행 상태, 기기 상태 검, 치 상태 악 에이 트

를 리  제어를 해결하기 하여 메타 제어기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의 구조를 보여  것이다[4][5].

[그림 2] 메타 제어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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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행 상태 에이 트 구

 (1) 차량문제 검 처리

 차량의 상태 검 에이 트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

리는 메시지를 감지할 경우 인포패 에 문제를 감지

함을 알린다. 

[그림 3] 차량문제 검 - 룰

(2) 주행처리

 치 악 에이 트로부터 받은 경유지의 좌표를 받

게 된다. 이에 따라서 재 치와 목표 치를 비

교하여 해당되는 룰을 발생시키게 되고 해당하는 룰

에서 차량이 움직일 좌표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에 

움직인 좌표를 치 악 에이 트로 송한다. 속도

의 증감 처리, 교차로의 신호 상태를 확인하여 거리 

계산 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의 정지, 출발. 우회

의 처리 등의 룰은 각 조건을 비교하여 처리된다.

[그림 4] 속도 증가 - 룰 

4.3 기기 상태 검 에이 트

 자동차의 상태를 검하기 해서는 실제의 센서가 

없기 때문에 센서 역할을 신하는 인터페이스를 구

한다. 상태 검 인터페이스는 차체부, 엔진부, 

기장치의 3개의 모듈로 나 어 구 되었다.

 코드 1은 엔진부 모듈로서 정 값이 정해져 있다. 

텍스트 필드에 값을 입력하고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

면 정 값과 비교하여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디오&

텍스트 필드 버튼이 클릭되면 즉, 이벤트가 발생

if(jRadioButton22.isSelected()&& r22==0)  {

   textArea1.append(R22_LABEL + 

   jTextField4.getText() +  " 이상있음\n");

   message.setPerformative("achieve");

   message.setContent(R22_LABEL);

   message.setReplyWith(jTextField4.getText());

   r22 =1; }
  

        [코드 1] 엔진부 모듈 인터페이스

하면 체크되는 카운트를 세고 텍스트 박스에 이벤트 

발생 시 나타나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그리고 그 메

시지 형태로는 'archieve' 이고, R22_LABEL을 달

한다. 메시지 형태와 R22_LABEL은 에이 트 빌더

로 구 할 때 에이 트 룰의 원형으로 쓰인다. 그리

고 정수형 변수 r22는 기화를 해 쓰인다.

 

  jRadioButton1.setActionCommand(R1_LABEL); 

  jRadioButton1.addActionListener(this);      

  if (jRadioButton1.isSelected() && r1== 0) {

    count++;

    textArea1.append(R1_LABEL

      + " 이상있음\n");

    message.setPerformative("achieve");

    message.setContent(R1_LABEL);

    r1 = 1;  }

[코드 2] 차체부 기장치 모듈 인터페이스

 코드 2는 차체부 기장치 모듈로서 라디오 버튼 

이 클릭되면 즉, 이벤트가 발생하면 체크되는 카운

트를 세고 텍스트 박스에 이벤트 발생 시 나타나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4.4 치 악 에이 트

(1) 기본 그래픽 처리 부분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차선과 자동차, 신호등은 자

바 언어를 이용하여 나타내며, 체 화면크기는 500, 

500의 크기로 하고, setColor()로 색을 표 하며 

drawLine()로 선을 그려주었다. 치는 x, y를 이용

하여 좌표로 나타내 다. 

(2) 현재 위치 파악

 에이 트빌더에서 함수를 호출하여 주행 처리, 즉

에이 트가 소지하고 있는 재 치 좌표정보를 

싱크 시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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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position(String p_x, String p_y){

   x = (Integer.parseInt(p_x) * -1);

   y = Integer.parseInt(p_y); }

[코드 3] 재 치 호출

(3) 신호 상태 악          

 신호등은 푸른등, 황색등, 색등, 좌회  표시등의 

네 가지로 표 하 다. 0은 색등, 1은 좌회 표시

등, 2는 록등, 3은 황색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

호등은 0→3→2→1의 순서로 진행된다. 

 page.setColor(Color.gray);

 page.fillRect(MID-150+x, TOP -3800+y, 40, 30);

 if (light == 0){

   page.setColor(Color.red); 

[코드 4] 신호등을 나타내는 부분( 색등)

4.5 실험 결과

[그림 5] 실행 화면 1 - 목 지 입력

 그림 5처럼 목 지의 입력이 완료되면 출발지와 목

지가 설정된다. 이후 경유지를 송받아 경유지로

의 주행이 시작된다. 그림 6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

지한 후 록색 신호등을 기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7은 에이전트빌더로 전기장치를 점검하는 상

태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에이 트빌더를 통한 자동차 자율 운행을 

하여 자동 주행 에이 트, 치 악 에이 트, 

[그림 6] 실행 화면 2 - 신호등 처리

[그림 7] 실행화면 3 - 기장치

상태 검 에이 트가 복합된 멀티에이 트를 구

하 다. 실제 실에서의 자동차 주행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일반 으로 생기는 환경변수를 고려하

고 일정 지역을 통하여 자율 주행에 한 가능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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